
별첨 2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소개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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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의 사 항

◇ 사업 신청 시, 희망하는 주관기관 한 곳만 선택 가능하며 주관기관에서 

평가를 통해 기업 선정

◇ 소개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
창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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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주관기관 총괄표

No 지역 주관기관 연락처

1 강원 강원도경제진흥원
033-749-3306

033-749-3366

2 경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
070-4164-4284

070-4163-6899

3 경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
055-291-9345

055-291-9356

4 대구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
053-939-6196

053-939-6197

5 광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
062-610-9511

062-610-9512

6 대구 대구대학교
053-850-4387

053-850-4381

7 부산 부산디자인진흥원
051-950-1220

051-950-1221

8 경기 부천산업진흥원
070-7094-5455

070-7094-5458

9 충북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
043-299-8690

043-299-8692

10 울산 울산경제진흥원
052-710-5903

052-700-7224

11 인천 인천테크노파크
032-250-2151

032-250-2152

12 제주 제주테크노파크
064-720-3073

064-720-3054

13 충북 충북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
043-249-1386

043-261-3849

14 경북
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

(인공지능연구원)

054-279-5620

054-279-5619

15 서울 한국기술벤처재단
02-958-6692

02-958-6690

16 서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02-2095-1743

02-2095-1752

17 경남 한국세라믹기술원
055-792-2766

055-792-2772

18 대전 한국수자원공사
042-629-2505

042-629-2506

19 전북 한국탄소산업진흥원
063-219-3675

063-219-3678

20 서울 한양대학교
02-2220-2871

02-2220-28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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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강원도경제진흥원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김 주 흥 기관 설립일 2000. 03. 20.

창업도약팀장 최 민 옥 창업도약팀원  7명
소관청 강원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33-749-3330

소재지 (강원)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바이오·의료·생명 ②정보·통신 ③전기·전자

혁신성장분야 ①바이오헬스 ②IoT ③미래자동차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활성화 집중 지원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 창업도약 아카데미 사업아이템, 비즈니스 모델 진단 및 정교화 ’21 .06 ~

대내외협업

창업도약 스킬업 비즈니스 모델 개선과 경쟁력 강화 멘토링 ’21. 09 ~

도약 네트워킹 데이 동종·유사업종 창업기업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’21. 11 ~

찾아가는 코디네이터 분야별 전문 코디네이터가 경영자문 진행 ’21. 10 ~

인프라활용 도약기업 글로벌 
마케팅 활성화 사업

신남방국가 시장진출 특성화교육 및 컨설팅,
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

’21. 08 ~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미래모빌리티, 신에너지, 바이오신산업, 비대면 디지털결제
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11억원 이상

◦(주요성과) 3년간 창업지원 사업 274개사-146억원 지원, 연계투자 68억원 달성

◦(네트워크) 130여명 외부 전문가 Pool, 해외(4개국) 마케팅 본부 운영, 

지역기관 간 창업 단계별 기업지원 협력 시스템 구축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14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
㈜더존홀딩스, ㈜소풍벤처스, 
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(유),
인라이트벤처스(유), ㈜강쎈

기업발굴, 전용 펀드 지원, 후속투자/기술투자 연계

2 ㈜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기업발굴, 창업기업 성장 특화 컨설팅

3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발굴, 유통판로 연계

4

(재)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,
(재)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, 

강릉과학산업진흥원, 
강원정보문화진흥원,

강원테크노파크

기업발굴, 사업화 후속연계 및 글로벌 진출 지원

5 강원대학교,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초기기업 육성 및 도약·성장 기반 마련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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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

회 사 개 요

총괄책임자 이영탁 기관 설립일 2015. 03. 20.

도약팀장 박윤성 창업도약팀원 6명

소관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표연락처 070-4160-5822

소재지 (경기)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, 12,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5층

사 업 개 요

특화 기술분야 ① 정보·통신, ② 전기·전자, ③ 기계·재료

혁신 성장분야 ① 5G+, ② IoT ③ 인공지능(AI)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도약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최적화 특화프로그램 설계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In-Depth 
멘토링

기업 맞춤형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
멘토링(전담) 지원

’21.05~‘21.12

대내외협업

K-Champ 
Collaboration

창업기업과 대기업(KT 등) 공동사업화 지원
(시제품, 마케팅, 비즈미팅 등)

’21.06~‘21.12

Meet Up Day
관내 창업기업과의 네트워킹 지원

(분기별 1회, 총 4회)
’21.04~‘22.06

인프라활용

글로벌스타벤
처플랫폼

해외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(피칭덱, 컨설팅 
등), 및 현지 AC/VC연계 지원

‘21.04~‘22.06

5G Open Lab
실증시연 지원

5G 밀리미터파 테스트 베드를 활용 및 
전문가와의 컨설팅 지원

‘21.04~‘22.06

주요역량

◦ (집중발굴분야) 정보통신, IoT, 헬스케어, 커머스 플랫폼 등 ICT 융합산업 분야 
◦ (투자재원) ‘21년 투자재원 11억원 이상
◦ (주요성과) 주관기관 운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 및 유망 창업기업 배출
   - ‘19년 창업기업 ㈜엔젠바이오 IPO 달성, ㈜에이블루 매출 70억 → 1100억 달성
   - ‘19년 창업기업 총 매출 74.5%증가, 고용 25.4%증가, 협약기간 내 451억원 투자유치 성공
◦ (네트워크) 기술사업화·투자 등 액셀러레이팅 전분야 자문단 보유, 사무공간(창업존)부터 글로벌 

진출 지원까지 센터 전주기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원스톱 지원 가능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15개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 투자기관(4개)  유망창업기업 발굴 및 실투자 검토
* 플래티넘기술투자, 케이런벤처스, 어니스트, 디티앤인베스트먼트

2 대중견기업(4개) 창업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화 추진 등
* kt mhows, 케이티파워텔,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, 코오롱니베트 외

3 글로벌(3개) 현지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
* 카탈루냐주정부, 알케미스트, US Market Access Center

4 유관기관(2개) 창업기업 발굴 및 네트워킹, 전문가 pool 등 지원
* 경기중기청, 성남산업진흥원, 인공지능협회 등

5 성장촉진(2개)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리뉴얼 협력
* 알마덴디자인리서치, 마켓핏랩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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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장성만 기관 설립일 2015. 04. 02.

창업도약팀장 박희상 창업도약팀원  7명

소관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55-291-9356

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2층,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

사 업 개 요

특화기술분야 ① 기계·재료, ② 정보통신(앱/제조/SW), ⑤ 바이오‧의료‧생명

혁신성장분야 ⑥ 지능형 로봇, ⑤ 스마트제조, ⑮ 신재생에너지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프로그램개요 : 오픈이노베이션 밋업, 비즈니스 밋업 데이, 매출극대화 지원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
 -(지원개요) 도약단계 기업의 Scale-Up을 위한 대기업‧중견‧중소기업과의 연계‧지원,(전문가멘토링)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 I-CORN 
BM고도화

도약기 기업의 사업환경 분석을 통해 
BM고도화 전략을 지원함 ’21.07～’21.12

대내외협업

I-CORN
비즈니스밋업데이

신사업 발굴, 비즈니스 협업을 희망하는 
중소·중견기업과 매칭연결 ’21.09～’22.03

I-CORN
액셀러레이팅리그

컨소시엄 기관 보유 예비 도약기기업 선제 
발굴지원 창업프로그램 ’21.06～’21.08

인프라활용 I-CORN 
오픈이노베이션밋업

대‧중‧소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-도약기 
기업 밋업 과 협력 동반성장 연결 추진 ’21.07～’21.12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지능형 로봇, 스마트제조(그린뉴딜 경남), 신재생에너지(부‧울‧경 주력산업)
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13억원 이상, 자체 펀드조성 운영을 통하여 참여기업에 직접투자 

◦(주요성과) 매출(1704.56억), 투자(573.8억), 고용(1324명)달성 (144개기업, 20,206백만원지원)

◦(네트워크) 21개 기관 컨소시엄(대기업, 협회 등 투자, 매출극대화, 발굴 위한 최우수 기관)

◦(기업지원) 아기유니콘 2개(㈜트위니, ㈜자이언트케미칼(그린뉴딜100)) 선정지원(2019 참여기업)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21개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 영산대학교(초창패사업단) 유망기업 발굴(우수 도약기업, 예비도약기업)

2 경남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유망기업 발굴(우수 도약기업, 예비도약기업)

3 경상대창업지원단 외 4개 대학교 유망기업 발굴(우수 도약기업, 예비도약기업)

4 시리즈벤처스 외 8개 기관 기술창업스카우터, 직접투자, 후속투자유치 검토지원

5 두산, 이노비즈협회, 벤처협회 등 대‧중소‧중견기업 기술니즈‧판로 발굴, 창업기업과 연결 지원

주요사진

<주관기관자체운영 혁신창업펀드 결성식> <민간연계 마켓플레이스>  <비즈니스매칭 밋업데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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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정경철 기관 설립일 1996. 10. 30.

창업도약팀장 박동주 창업도약팀원 7명

소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53-939-6196

소재지 (대구)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 109호 기업지원실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정보·통신 ②전기·전자 ③바이오·의료·생명
혁신성장분야 ①IOT ②바이오헬스 ③신재생에너지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도약기 기업의 ‘혁신 역량 강화’를 위한 8가지 Scale-up 특화프로그램 운영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금융플랫폼을 활용한 BM 고도화 전략 B2B, B2F 기업 매칭 ’21.09~‘22.02

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출구전략 IPO 전략수립 ’21.06~‘22.05
BMC 활용 BM보강 BM 검증 및 보완 ’21.09~‘22.04

대내외

협업

언택트 비즈니스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시장 진단 및 역량 강화 ’21.07~‘22.01
창업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성장지원 유통 상담회, 투자 지원 ’21.10~‘21.12

ICT 혁신 창업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지원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’21.10~‘21.12

인프라

활용

산학협력 혁신모델(PTR)을 통한 기술·경영 고도화
애로기술, 경영지원 등 

사업 고도화 지원
’21.07~‘22.01

KNU 온라인 팝업스토어를 활용한 매출 증대
브랜드 구축, 팝업 스토어 

입점 등 마케팅 지원
’21.08~‘22.01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IOT, 바이오헬스, 정보통신
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12억원 이상
◦(주요성과) ’17~’20년 4년간 총 524억원의 투자유치 연계, ’17~’21년 5년 연속 창

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선정(369개 기업 육성), ’17~’18 창업도약패키지 최우수 
주관기관 선정(S등급)

◦(기업지원우수사례) ①㈜수젠텍 : 2019년 코스닥 상장, COVID-19 진단 키트 개발 
②㈜인투셀 : 21년 기술특례상장 추진 중, 20년 총 340억원 투자 달성 ③㈜쓰리
아이 : 중기부 아기유니콘기업 선정, 매출 100억원

◦(네트워크) 창업투자회사, 글로벌 AC, 금융기관 등 6개 기관과의 컨소시엄 협업체
계 구축. 미국, 중국, 베트남, 뉴질랜드 4개국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운영, 창업
기업 글로벌 진출 네트워크 보유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6개(표에는 5개까지만 기재)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1 UTC인베스트먼트(주) 우수기업 발굴 및 투자, 멘토링
2 ㈜K&투자파트너스 우수기업 발굴 및 투자, 멘토링
3 대덕벤처파트너스(유) 우수기업 발굴 및 투자, 멘토링
4 인라이트벤처스(유) 우수기업 발굴 및 투자, 멘토링
5 와이앤아처(주) 우수기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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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탁용석 기관 설립일 2002. 6. 27

창업도약팀장 장선희 창업도약팀원  6명
소관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62-610-9511
소재지 (광주)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45 전일빌딩245 5층 507호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 정보·통신 ② 에너지·자원 ③ 공예·디자인
혁신성장분야 ① 인공지능(AI) ② 실감형콘텐츠 ③ 5G+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도약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 퀀텀점프3.0
에듀멘토링

도약기 창업기업의 실패 두려움 극복을 위한 
성공창업 노하우 공유 및 기업애로사항 해결

’21.07.

대내외협업

퀀텀점프30.
해외시장조사

코로나19 이후 창업기업의 해외판로개척 
돌파구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

‘21.7.~’22.2.

퀀텀점프30.
FR·HR 솔루션

재무회계 및 인사노무 컨설팅 프로그램 ‘21.7.~’21.11.

퀀텀점프30.
이노베이션

지식재산권 확보 및 인증취득 지원 프로그램 ‘21.7.~’22.3.

인프라활용

퀀텀점프30.
빅테이터 기반 
AI 데이터가공

빅테이터 기반 AI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
등에 필요한 데이터 가공 서비스 비용 지원

‘21.7.~’22.3.

퀀텀점프30.
인프라(5G실감
콘텐츠) 지원

5G·실감콘텐츠 기술 및 응용 시장 확대를 위한 
인프라 지원

‘21.7.~’22.2.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AI, AR/VR,. 콘텐츠/미디어 등

 - 광주시 5년간 약 4,116억원의 예산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및 

컨트롤타워 역할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(재)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구로 편성

 - 콘텐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콘텐츠 테크하이어 운영 중
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15억원 이상

◦(주요성과기업) ㈜쿠캣 협약기간 내 매출 220억원, 신규고용 47명, 투자실적 73억원, 

코엑스 쿠캣마켓 매장 신규출점 등

◦(네트워크) 18년, 19년 창업도약패키지 2년 연속 우수 주관기관 선정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20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
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, 순천대학교, 광주대학교, 
전남대학교창업보육센터,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, 
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,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

초기창업기업 지원기관
협력을 통한 유망 도약기 기업 발굴

2 광주디자인진흥원, 특허법인 메이져
도약기 기업의

시장형 제품 완성을 위한 디자인 강화 
사업 지원 및 후속 사업 지원

3 가이아벤처파트너스, 코나아이파트너스, 마그나인베스트먼트, 
기백,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,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

우수 창업기업 발굴을 통한 투자 및 
멘토링

4 노무법인일과품, 양지회계법인, 새시대회계법인, 
신한회계법인, 회계법인길인

도약기 기업의 
성장저해 요인제거를 위한 인사노무 

및 재무회계 컨설팅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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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대학교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김상호 기관 설립일 1956.05.01

창업도약팀장 박상묵 창업도약팀원 7명

소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53-850-4387

소재지 (경상북도)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번지 창업보육센터 1호관 1203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 정보·통신, ② 바이오·의료·생명, ③ 기계·소재

혁신성장분야 ① 빅데이터, ② 실감형콘텐츠, ③ 지능형로봇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: 도약기 창업기업의 Scale-up을 위한 기술창업, BM개선, 투자고도화, 글로벌 진출 지원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
고도화

DU-TRIP(DNA분야 
창업기업 육성)

DNA(데이터, 네트워크, AI)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
지적 재산권 강화와 기술사업화 촉진

’21.06~‘21.12

DU_BMR(비즈니스모델 
강화)

도약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및 
기업 홍보

’21.06~‘21.12

DU-REM(요구중심형 
교육 멘토링)

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 ’21.08~‘21.12

인프라
활용

DU-AIR(투자 고도화)
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고도화된 투자 컨
설팅 및 마케팅

’21.06~‘21.12

DU-FEM(글로벌 
수출지원 프로그램)

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판
로개척

’21.07~‘21.12

대내외
협업

협업(대구경북 
스타트업 페스티벌)

대구·경북 지역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, 
수출 및 판로개척 기회의 장 제공

’21.06~‘21.11

협업(경북 스파크 포럼)
경북 도내 중소·중견기업과 유망한 스타트업 매칭을 통
해 오픈이노베이션 효과 극대화

’21.06~‘21.12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1. 정보·통신, 2. 바이오·의료·생명, 3. 기계·소재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: 투자출자기관 3개사 30억원 조성, 후속투자연계(경북행복기업혁신펀드: 680억원)
◦(주요성과)   
 - 창업지원 역량 및 경험 풍부
  · (역량) 예비, 초기, 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사업, 실험실 창업선도대학,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 운영 중
  · (성과) 최근 3년간 254.2억원(예산지원), 572개사(지원기업수) 
 - 지적재산권 기반의 기술창업과 투자를 통한 매출확대 및 고용창출 우수
  · (성과) 최근 3년간 455건(지재권 창출), 103건(기술이전), 8건(연구소기업 설립)
 - 창업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인프라 보유 
  · (인력) 전담인력 8명, 창업지원 경력 3년이상 직원 4명
  · (인프라) 대구․경북지역 최대 규모의 보육시설을 구축(연면적 13,317㎡)
◦(네트워크) 
 - 지역 및 글로벌 협업창업 네트워크 구축
  · (MOU) 최근3년간 총42건 (18년_14건, 19년_12건, 20년_16건)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25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 지자체: 경상북도 외 1개기관 도약기 기업 발굴 및 육성

2 창업지원기관: (재)경북테크노파크 외 4개기관 도약기 기업 발굴 및 협업 사후연계

3 투자재원 출자기관: ㈜마젤란기술투자 외 2개기관 도약기 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

4 프로그램 협업기업 ㈜인터비즈 외 12개사 특화프로그램 후속투자 연계

5 기술지주: ㈜대경지역대학 공동기술지주 외 1개사 기술사업화 연계

주요사진

<캠퍼스 전경> <창업보육센터 1호관> <창업보육센터 2호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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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부산디자인진흥원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강경태 기관 설립일 2006. 6. 12.

창업도약팀장 윤재호 창업도약팀원  7명

소관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51-950-1220

소재지 (부산)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, (재)부산디자인진흥원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 공예·디자인 ② 정보·통신 ③ 기계·소재

혁신성장분야 ① 서비스플랫폼 ② 블록체인 ③ 실감형 콘텐츠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디자인 기술 융합형 창업도약 기업 지원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디자인융합
시장성 검증 

디자인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 및 
BM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시장성 검증

’21.07~‘22.05

대내외협업
창업스케일업

프로그램

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BM 고도화 및 
우수 창업기업 투자연계 등 스케일업 
지원

‘21.07~’22.05

인프라활용
기업역량강화 
및 가치향상

지식재산권 취득, 출원 및 등록 자문 
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기술 역량 
강화

‘21.05~’22.03

주요역량

◦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디자인종합계획에 의거 설립된 디자인 전문기관
◦(집중발굴분야) 디자인(시각,제품,콘텐츠,미디어), IOT, 플랫폼, 기계, 제조, 섬유 분야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16.5억원 이상 투자 예정
◦(주요성과) 3년간 창업지원 198개사, 투자유치 202억
◦(네트워크) 국내외 디자이너, 디자인 컨설턴트, 한국디자인진흥원, 지역RDC 등 다양한 

협력 네트워크 보유로 창업기업의 디자인 고도화 및 R&D 연계 가능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17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
부산연합기술지주㈜, 

부산대학교기술지주㈜ 등
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전수, 

투자연계 협력

2 (사)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등
시장성 검토(평가) 등 제품 디자인개발

및 디자인 멘토링 지원

3
BNK벤처투자, 

㈜엑센트리벤처스 등
창업기업 대상 기술창업 스카우터 
직접투자 및 후속투자 연계 지원

4
중국하남한식상무유한공사 

등
해외 시장 판로개척 및 인적 네트워킹 지원

주요사진
 

부산디자인진흥원 전경사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행정지원실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공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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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산업진흥원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김길용 기관 설립일 2003. 3. 13

창업도약팀장 이연우 창업도약팀원 8명
소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70-7094-5455

소재지 (경기)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, 401동 1503호(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)

사 업 개 요

특화기술분야 ① 정보·통신, ② 전기·전자, ③ 바이오·의료·생명

혁신성장분야 ①인공지능, ② 바이오헬스, ③ 지능형로봇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도약기업‧비대면 특화프로그램 운영

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BM고도화 기술기반 성장전략 성장전략 아카데미, 1:1 전략수립 컨설팅 ’21.06~‘22.04

대내외협업

수출기업화 언택트 바이어 발굴‧매칭‧상담‧계약 지원 ’21.07~‘22.03

커머스 스케일업 AI 마케팅, D2C 커머스 역량강화 지원 ’21.07~‘21.12

협업 비대면 협업 툴 활용, 트렌드 쉐어링 밋업 ’21.07~‘22.06

인프라활용 R&D 지원 주관기관 R&D장비 활용 지원 ’21.06~‘22.06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ICT 및 제조융합 분야, 플랫폼 비즈니스, 바이오헬스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30억원 이상 투자 예정, ’출자펀드 운용(‘20년 578억원), 
투자협력 컨소시엄(9개) 운영

   - ‘18~’20 지원기업 투자유치 391억(직접‧동반투자 150억)
◦(주요성과) ‘19년 창업도약패키지 최우수 주관기관(S등급)
   - ‘18~’19 사업화 39개사(매출 1,214억 / 신규고용 469명), 성장촉진 109개사
   - ‘20 사업화 33개사, 성장촉진(CJ O!ProductUs) 51개사 진행 중
◦(주요 포트폴리오) 엔클로니(아기유니콘), 워시스왓(세탁특공대), 미스터픽(첫차),
                    메이크스타, 엑셀세라퓨틱스, 데코페이브, 꾸까
◦(네트워크) 다년간(‘16~’20) 본 사업 운영, 다양한 전문 협력네트워크 확보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22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 초기창업 지원기관(6개) 유망 창업기업 발굴

2
엔젤투자클럽(1개), 엑셀러레이터(1개),

VC(6개), 자산운용사(1개)
기업 발굴, 투자 검토‧집행,

투자 멘토링

3
국내외 마케팅(3개), 협업솔루션(1개), 

성장컨설팅(2개), 홍보(1개)
특화프로그램 운영,

멘토링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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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최흥열 기관 설립일 2004.04.12

창업도약팀장 채소연 창업도약팀원 4명
소관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43-299-8690~4

소재지 (충북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7-3 서원대학교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바이오·의료·생명 ②정보·통신 ③전기·전자

혁신성장분야 ①바이오헬스 ②인공지능(AI) ③실감형컨텐츠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데이터기반 고객확보형 브랜딩 등 도약기 기업의 시장성 확대 
지원 중심 사업화 성과증대 도약기 특화프로그램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비즈니스밸류업 모의IR, 실전투자 1:1코칭, IR자료 고도화 ’21.06~‘21.11

브랜드파워업 브랜드 재설계를 통한 브랜드identity 수립 ‘21.06~’21.10

대내외협업

빅데이터UX 신한카드 고객서베이, 온라인 실전마케팅 1:1코칭 ‘21.06~’21.11

위메프 프로모션 전문사진촬영, V라이브·광고·할인 전용기획전 ‘21.09~’21.11

비즈토크PAN 선후배 기업간 네트워킹 및 강연(분기별) ‘21.05~’22.03

인프라활용
뷰티바이오

QA/QC

QC
뷰티바이오 전문가 품질관리 1:1코칭

자가품질관리 분석결과서 제공 ‘21.06~’21.12

QA (신)제품 시험·검사 지원(공인성적서 발급)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뷰티·푸드·펫-Tech, 친환경 소재, AR/VR
◦(투자재원) 투자컨소시엄 구성 (VC, AC, 직접투자 12억원 이상)
◦(주요성과) ‘18년 사업화 12개사 매출평균 7.6억, 고용 154명, 투자 180억(협약기간內)

             ‘19년 사업화 26개사 매출평균 19.5억 고용 259명, 투자 195억(협약기간內)

             ‘20년 사업화 33개사 매출평균 19.9억 고용 153명, 투자 72억(20년결산)

◦(네트워크) 산학연관 네트워크 확보, 투자네트워크(6), 분야별 전문가PooL(60명)
◦(전문성) BI(창업~3년), 기술개발 연구과제, 창업지원사업 10년이상 운영노하우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5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 충청북도 도약기 특화프로그램 운영자금

2 (유)케이그라운드벤처스 기업 발굴, 투자금 지원, 투자네트워킹

3 주식회사 벤처스퀘어 기업 발굴, 투자금 지원, 투자네트워킹

4 신한카드 주식회사 시장성 확대를 위한 도약기 특화프로그램  운영

5 위메프 주식회사 유통판로 확장을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 협력 운영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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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울산경제진흥원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김 연 민 기관 설립일 1999. 3. 8.

창업도약팀장 최 성 호 창업도약팀원 8명
소관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52-710-5903
소재지 (울산)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, 3층(무거동, 벤처빌딩)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에너지·자원 ②바이오·의료·생명 ③기계·소재
혁신성장분야 ①신재생에너지 ②바이오헬스 ③스마트제조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매출증대 및 혁신성장에 대한 발판 마련

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맞춤형 

성장전략 
프로그램

기업진단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
BM고도화 지원(피보팅, R&D역량강화, 

IP전략 수립)
’21.4~‘21.12

대내외협업

투자 
Scale-Up 
프로그램

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투자역량강화
(투자교육, 컨설팅, IR영상제작 등) ’21.5~‘22.2

창업도약 
오픈이노베이션 

데이

창업도약 후보·선정·졸업기업 네트워크 
구축(전문가 오픈 멘토링 및 기술교류) ’21.6~‘22.4

인프라활용

도약기 
동반성장 
프로그램

도약기업-울산경제진흥원 동행기업 매칭
(사업 전주기 멘토링 제공 및 협의회 운영) ’21.5~‘22.3

협업 솔루션 
프로그램

울산 공공기관 및 울산대병원 협력체계 
구축(테스트베드, 임상, 제품개선 등 지원) ’21.5~‘22.3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에너지, 바이오메디컬, 지역전략산업 연계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16.3억원 이상
◦(주요성과) 3년간 183개사 지원, 매출 1,483억원, 투자유치 77억원, 509명 

신규 고용 달성
◦(네트워크)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, 한국석유공사 등 지역 혁신 공공기관 및 

대기업 멘토풀과 코트라,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및 판로개척 네트워크 보유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19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

시리즈벤처스, 인라이트벤처스, 
메가인베스트먼트, 액트너랩, 

더이노베이터스, 
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, 

미래과학기술지주, 유니스트기술지주

기업 발굴 및 투자교육, 컨설팅, 
투자유치

2 한국수력원자력, 울산항만공사, 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업 멘토링 및 판로연계

3 울산대학교병원 바이오메디컬 기업 멘토링 및 
테스트베드 제공

4
울산과학기술원, 울산대학교, 

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, 
울산테크노파크 등

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협력 

5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마케팅 지원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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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허제도 센터장 기관 설립일 1999. 08. 27

창업도약팀장 허제도 센터장 창업도약팀원 6 명

소관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표연락처 032-250-2151

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(송도동)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 정보·통신, ② 바이오·의료·생명 ③ 공예·디자인

혁신성장분야 ① 바이오헬스 ② 인공지능(AI), ③ 실감형콘텐츠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도약 선정기업을 “스케일업” 지원(BM고도화, 자금, 지식재산권)

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경영(+)벨류업

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창업기업 현황 및 BM를 
진단하고, 그에 대한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여 
협약기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업도출

’21.05~‘21.06

AI(+)벨류업 AI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전략수립 ’21.07~‘21.10

R&D(+)벨류업 기술진단 및 R&D 전략수립 ’21.07~‘21.12

대내외협업

투자(+)벨류업 투자상태를 진단하고 전략수립 ’21.07~‘21.10

인천창업벤처한마당
인천창업벤처한마당(인천지역 창업지원기관 
창업지원 행사) 참가 지원

’21.11

네트워킹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교류 ’21.06~‘21.08

인프라활용

정보보호(+)벨류업
창업기업의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 및 정보보호 
컨설팅  지원

’21.05~‘21.06

연계사업(+) 벨류업
창업기업의 현황(애로사항 및 이슈 등)을 
파악하고 맞춤형 후속사업 연계
(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사업담당자 활용)

’21.06~‘22.03

VC멘토링(+)
벨류업

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 운영사를 
활용하여 창업기업 투자 컨설팅(개선사항에 대한 
피드백)

’21.07~‘21.12

주요역량

◦(기관특징) IT, RT, CT, SW, 자금, 항공, 뷰티,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분야 기업육성 지원 

◦(전문성) 창업지원사업 운영 노하우(‘10년~’21년까지 주관기관 연속 선정, 361개 기업 지원)

◦(집중발굴분야) 성장가능성이 높은 “스케일업” 선발(정보통신, 바이오, 콘텐츠 등)

◦(투자재원) 투자재원 20억원 이상

   ※ 기술혁신형 유망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 발굴을 위한 펀드(2,653억원) 운영

◦(주요성과) ‘19년도 매출 385억원 ,고용 245명, 투자 68억원 유치, 코넥스 상장((주)이도바이오)

   ‘20년도 매출 1,050억원, 고용206명, 투자 299억원 유치, 예비유니콘기업선정(바람인터내셔날)  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10개(표에는 5개까지만 기재)

  - 기업의 스케일업(BM고도화, 자금, 지식재산권) 지원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1 마그나인베스트먼트

도약기 기업의  외부 자금 유치 및 투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
(인천창업펀드 운영기관)

2 어니스트벤처스(유)

3 ㈜티인베스트먼트, 

4 비하이인베스트먼트(유),

5 (재)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업 지원기관 협력을 통한 유망 도약기 기업 발굴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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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제주테크노파크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태성길 기관 설립일 2003.1.17

창업도약팀장 고영국 창업도약팀원 6명
소관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64-720-3073
소재지 (제주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, 제주벤처마루 8F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 바이오�의료�생명 ② 정보�통신 ③ 에너지�자원
혁신성장분야 ① 바이오헬스 ② 서비스플랫폼 ③ 미래자동차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창업기업 Scale-up의 가속화 및 고성장化를 
촉진시키는 질적 창업 도모 창업 전주기 지원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창업기업 

성장 코칭 지원
도약기 창업기업 경영안전성 

확보를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 지원
’21.04~‘21.11

대내외협업

창업플랫폼
커뮤니티
‘J-Startup’

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
컨소시엄�창업기업인 간 네트워킹 지원

’21.04~‘21.11

온라인 유통채널
입점 지원

온라인 유통채널 조달청 벤처나라, 
카카오톡 스토어 입점지원

’21.04~‘21.11

인프라활용
언택트(Untact)

해외진출
비즈니스 지원

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
비대면 인프라 및 시장 진단�검증 지원

’21.04~‘21.11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청정바이오(화장품/식품), 스마트관광(ICT), 그린에너지 등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20억원 이상 확보, 투자유치 컨소시엄 7개사 구성
◦(주요성과) 최근 3년간 26개사 대상 약 149억원(평균 5.1억원) 연계투자
◦(보유역량) 최근 3년간 35개 창업지원 사업 운영, 425개사 약 94억원 지원 
◦(네트워크) 창업보육�컨설팅(멘토링)�교육 등 다수 분야의 협력네트워크 확보 및 

산�학�연�관 588여명의 전문가풀 보유
◦(인프라) 특화분야별 4센터, R&D 직접 지원 가능한 1연구소, 장비478점 보유
  * 바이오융합센터, 디지털융합센터, 용암해수센터, 에너지융합센터, 생물종다양성연구소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16개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, 제주지방조달청 창업기업 발굴�판로개척 협력
2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협력

3 제주대학교 LINC+사업단, 제주산학융합원
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술지주(주) 창업기업 발굴�교육�보육 협력

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,
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창업기업 연구개발 협력

5
제주신용보증재단, 와이앤아처(주), 

인라이트벤처스(유), 에이스톤벤처스(유), 
스퀘어벤처스(유), 델타인베스트먼트(유), 
(재)홍합밸리, 스마트스터디벤처스(주) 

창업기업 보증�자금유치 협력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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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대학교기술지주(주)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연선미 기관 설립일 2016.02.02

창업도약팀장 정승일 창업도약팀원 7명
소관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43-261-3849
소재지 (충북)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, A동 502호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 전기∙전자 ② 바이오∙의료∙생명 ③ 에너지∙자원
혁신성장분야 ① 시스템 반도체 ② 바이오헬스 ③ 배터리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대기업·상장사 협업을 통한 구매 연계 프로그램 및 
6개 투자사와 함께하는 EXIT 실현 프로그램

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기업 진단 및 성장 컨설팅 기업진단 및 성장전략 수립 ’21.09~‘21.09

RUN UP, JUMP UP! BM 고도화(사업계획서 리모델링) ’21.04~‘21.07

대내외협업

글로벌 트레이드 챌린지 해외시장 수출 프로그램 ’21.05~‘21.12

빅데이터 기반 

언택트 해외시장 개척
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매칭 ’21.05~‘21.12

Ready for IPO 예비 IR 및 멘토링 ’21.12~‘21.12

인프라활용 구매연계형 제품∙시장 개선 대기업∙상장사 판로개척 및 컨설팅 ’21.04~‘22.02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전기·전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외 특화기술분야
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20억원 이상

◦(주요성과)

  - 2020: 모태펀드(대학창업펀드) 운용사 선정

  - 2019: 중소벤처액셀러레이터 등록, 모태펀드(대학창업펀드) 운용사 선정

  - 2018: 셀트리온 합작법인 설립

◦(네트워크)

  - 대기업∙상장사: 셀트리온, 아이큐어, SK하아닉스, 에코프로

  - 유관기관: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, 충북TP, 충북·충남·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7개(표에는 5개까지만 기재)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1 (주)동유인베스트먼트 바이오 기업 발굴 및 상장 컨설팅

2 (주)브릿지폴인베스트먼트 우수 IT 기업 발굴

3 젠엑시스(주) 초기 도약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

4 (주)아이스퀘어벤처스 모회사(에코프로) 인프라 활용 통한 환경∙에너지기업 발굴

5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(주) 우수 IP 보유 기업 발굴 및 IP분석∙고도화∙성장지원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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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
(인공지능연구원)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(단장) 김상우(서영주) 기관 설립일 2004.4.2

창업도약팀장 최상민 창업도약팀원  7명(신규채용 4명 예정)

소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54-279-5620

소재지 (경북 포항)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77(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)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정보·통신 ②전기·전자 ③바이오·의료·생명
혁신성장분야 ①인공지능(AI) ②IoT ③빅데이터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창업기업의 도약과 성장지원을 위한 Scale-Up MVP 구축 운영

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
기술창업 기업육성 지적 재산권 강화와 기술사업화 촉진 ’21.6.～’21.12.

BM고도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및 기업 홍보 ’21.6.～’21.12.

맞춤형 기업애로사항지원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 및 자문/교육 ’21.8.～’21.12.

대내외협업 경북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 경북 도내 중소·중견기업과 유망한 스타트업 매칭 프로그램 ’21.6.～’21.12.

인프라활용
투자유치 고도화 투자유치 희망 기업을 위해 고도화된 투자 컨설팅 및 마케팅 ’21.6.～’21.12.

글로벌 해외진출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판로개척 ’21.7.～’21.12.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인공지능(AI)/ICT/IoT/빅데이터 등
◦(투자재원) ’21~`22년간 투자재원 40억원
◦(주요성과)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성과(`18~`20년)
  - 창업지원 사업성과 : 130개사 대상 총89.9억원 지원
  - 창업기업 지원성과 : 지원기업수 : 89개사, 매출액 : 462.4억원, 고용인원 : 655명, 투자금 : 562.6억원
  - 창업기업 투자실적 : 총 투자금 : 145억원(직접투자), 평균 투자금 : 2억원, 지원기업 수 : 51개사

◦(네트워크) 지역내 대학, 연구기관, 창업 및 기업지원기관 네트워크
  - 포항R&BD기관협의회(대학, 연구기관, 기업지원기관 등 20개 기관)
  - 포스텍동문기업협의체(APGC), (사)경북IT융합산업진흥협회 등

◦(핵심역량)
  - 탁월한 연구성과(2019년 기준) : 학술지 게재 1,930개(SCI(E) 1,830개, 논문당 I/F 5.42), 총 연구비는 

209,517백만원, 과제수 1,401개, 교수 1인당 연구비 713백만원, 특허 출원/등록(국내/국외):583/257건
  - 우수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 : 산업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
  - 스타기업 육성 경험 : 코스닥 상장사 제넥신, 카페24 등 대표 기업 배출 및 재학생 창업기업 다수 육성
  - 시/산/학 협력체계 : 지자체, 산업계의 연계와 협력에 기반,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기술창업 인프라 구축

컨소시엄
기관

◦컨소시엄 기관 수 : 총 14개 기관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1 경상북도청 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기 기업 발굴 및 육성

2 (재)경북/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
� 예비·초기·도약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유망 도약기 기업 발굴
�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계/기업 발굴, 육성 투자 협력 등

3 (재)경북/포항테크노파크
� 초기창업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유망 도약기 기업 발굴
� 사후 연계지원(POST-BI 공간 및 프로그램)/기업 발굴, 육성 투자 협력 등

4 포스코 기술투자(주) 등 � 유망기업의 도약을 위한 발굴/추천/투자 재원 출자(40억원)

5 (재)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등
� 우수기술 발굴 및 AI�빅데이터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
� 4차 산업 관련 우수기업 발굴, 육성 협력 등

주요사진

(인공지능연구원 건물) (창업그라운드 : `21.6월 완공) (포항공과대학교 본관건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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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기술벤처재단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김현종 기관 설립일 2001. 1. 17.

창업도약팀장 김지완 창업도약팀원 6명
소관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2-958-6695
소재지 (서울)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-2동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 정보‧통신, ② 전기‧전자, ③ 바이오‧의료‧생명
혁신성장분야 ① IoT, ② 인공지능(AI), ③ 바이오헬스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도약기 기업의 매출‧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을 
위한 프로그램 운영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기업 역량 

고도화 지원 
프로그램

BM 고도화,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여 기업 역
량을 고도화 협약기간 내

대내외협업

스타트업 
채용박람회

초기창업기업 지원기관과 협업하여 우수한 스
타트업이 훌륭한 인재들과 연결되는 구인 구직
의 장을 마련

’21.9.～’21.12.

홍보 인터뷰 영상 
제작 지원 프로그램

기업별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
다양한 채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제공 ’21.7.～’22.3.

기술자료 임치지원 
프로그램

개발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기술 경쟁력 유
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 비용을 지원 협약기간 내

중국‧동남아 
진출 지원 
프로그램

스마일게이트와 협업하여 대중‧대동남아 진출 
역량이 부족한 도약기 기업의 대중‧대동남아 진
출역량 강화

’21.11.～’22.3.

인프라활용

R&D 과제기획 
교육 및 멘토링

R&D 자금지원의 선정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
업 R&D사업 과제기획 교육 및 멘토링 진행 ’21.7.～’21.12.

일본진출 지원 
프로그램

일본 시장조사, 일본 바이어 발굴, 일본 현지 
교육, 일본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하여 도약기 
기업의 일본 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

’21.11.～’22.3.

멘토링 지원 
프로그램

도약기 기업 등 창업기업에게 분야별 전문가를 
활용하여, 창업 활동에 필요한 멘토링을 제공 협약기간 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정보‧통신, 전기‧전자, 바이오‧의료‧생명 등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12억원 이상
◦(주요성과) 2019년(매출 2,362억원, 신규고용 529명, 투자액 936억원)
            2018년(매출 309억원, 신규고용 184명, 투자액 141억원)
◦(네트워크) 한국, 일본, 중국 등 글로벌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
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/100여명 멘토, 글로벌 전문위원 136명, 38개 
창업지원 협력기관 등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유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12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

나우아이비캐피탈/
동유기술투자/

마그나인베스트먼트/
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/
인터베스트/킹슬리벤처스

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
외부 자금 유치

2 건국대/고려대/서강대/숭
실대/연세대/한양대 유망 도약기 기업 발굴/고용 창출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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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보건산업진흥원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엄보영 기관 설립일 1999. 2. 6

사업실무팀장 장현철 전담인력 5명

소관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표연락처 02-2095-1743

소재지 (서울)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, 연세봉래빌딩 3층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⑤ 바이오‧의료‧생명 ③ 정보‧통신 ② 전기‧전자

혁신성장분야 ⑨ 바이오헬스 ② 빅데이터 ① 인공지능(AI)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보건의료 특화 BM개발·인프라 제공 및 민간기업(선배 
창업기업, 중견기업)과의 협업을 통한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
기술가치평가
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
모형을 활용한 평가 진행

’21.05~‘22.05

특허전략 컨설팅
경쟁력 있는 지재권 확보 및 실용화 

연계를 위한 컨설팅 제공
’21.05~‘22.05

사업화 컨설팅
제품화 및 인허가 전략 수립 및 

(기술)제품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
’21.05~‘22.05

대내외협업

글로벌 투자 로드쇼
해외거점 네트워크 

확대 및 후속투자 지원
’21.05~‘22.05

글로벌 시장검증 
프로그램

잠재 고객 인터뷰 및 타겟 시장의 잠재 
파트너와의 미팅을 통한 시장검증 진행

’21.05~‘22.05

민간협력 네트워킹
선배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네트워킹을 

통한 분야별 상담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
’21.05~‘22.05

인프라활용

공동연구 장비지원
주관기관이 보유한 

공동연구장비 인프라 제공
’21.05~‘22.05

국내외 파트너링 지원
대한의학회 인프라 및 국내외 전시회 

참여를 통한 파트너링 지원
’21.05~‘22.05

판로개척·일자리 
성장지원

SNS 광고 비용 지원 및 인력난 해소를 
위한 잡페어 참석 지원

’21.05~‘22.05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바이오헬스 및 빅데이터, 인공지능 융합 분야 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31.5억원 이상
◦(주요성과) 수혜기업 6개사 코스닥 시장 입성(`20~`21년), 사업화 분야 지원기업 
총 653억원 투자유치(`19년~`20년)

◦(네트워크) 보건의료 전문가(산·학·연·병) 약 1,200명 네트워크 보유

컨소시엄
기관

 ◦ 컨소시엄기관 수 : 9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1 연구중심병원협의회 우수기술 발굴, 연구시설 및 장비 개방, 의학회 공동 개최

2 혁신형 제약기업 협의회 기술이전, 사업화연계 등 창업기업 지원

3
시너지IB투자/한국투자파트너스

/KB인베스트먼트/인터베스트
기업 발굴 및 직접투자

4 빅뱅엔젤스/본투글로벌 글로벌 진출 기업  특화프로그램 공동운영

5 요즈마 그룹 코리아 글로벌 우수기업 발굴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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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세라믹기술원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박윤현 기관 설립일 2009. 5. 4.

창업도약팀장 박윤현 창업도약팀원  6명
소관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55-792-2766

소재지 (진주)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(충무공동)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   ① 기계·소재   ② 전기·전자   ③ 에너지·자원

혁신성장분야     ① 미래자동차  ② 지능형로봇 ③ 신재생에너지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도약기 특화 프로그램
  - 도약기 창업기업의 BM고도화 → 대내외협업 →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신사업발굴 및 도약지원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
온·오프라인
제품쇼케이스

-고객품평회 / 수요고객 및 유통MD 참가 시장니즈 
파악, 제품피드백 및 구매상담회

’21.4.～’21.6

BM 제품고도화 
메이킹 프로그램

-BM전문가의 1:1 컨설팅을 통한  BM고도화 지원 
-제품고도화를 위한 제품개선 지원

’21.6.～’21.12

대내외협업

Scale-Up 커넥팅
프로그램 

-선배성공기업, 전문지원기관, 전문가 경험/지식공
유, 수요공급자 네트워킹으로 판로확대

’21.4.～’21.6

글로벌 역량강화 

지원 프로그램
-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판로개척, 시장정보, 수
출패키징 디자인 지원, 수출마케팅 전략수립

’21.7.～’22.3

인프라활용

제품신뢰성 

향상프로그램
-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협업 시험분석, 국내외 인증
획득, 품질평가, 신뢰성 향상 지원

’21.4.～’22.3

기술이전 사업화 
프로그램

-한국세라믹기술원 보유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지원
(기술이전필수) 및 사업화지원(시제품제작)

’21.5.～’22.6

신사업기획 
지원프로그램

-도약사업 후속 신규 사업화/R&D 발굴기획 지
원, 전문가 멘토링 지원 

’22.1.～’22.4

주요역량

 ◦ (집중발굴분야) 기계소재, 전기전자, 에너지자원 등 미래 핵심소재부품 분야(자동차, 지능형로봇, 신재생에너지 등) 

 ◦ 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10억원 이상

 ◦ (주요성과) 최근 3년간 창업기업 매출액 총 684억원, 투자실적 총 51억원 달성

 ◦ (네트워크) 관련분야 전문연구기관, 경상남도 등 지역 내 창업지원 기관 협력

 ◦ (기관소개)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,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, 시험·분석·평가, 기업 및 창

업성장지원, 첨단신소재 관련 연구장비, 시생산장비 및 100여명의 박사급 인력 보유

컨소시엄
기관

 ◦ 컨소시엄기관 수 : 총 18개(투자기관 11개, 특화프로그램운영 6개 등)
< 주요 컨소시엄 기관 >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 주식회사 경남벤처투자 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외부 자금 유치,

투자관련 서비스지원, 기업발굴 협력2 CKD창업투자(주)

3 ㈜인사이트코리아 온오프라인 제품쇼케이스 프로그램 협력

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품신뢰성향상, 신사업기획 지원 프로그램 협력

5 하나은행 하나은행 협업 수출입 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협력

주요사진
 

< 진주 본원 > < 이천 분원 > < 오송 센터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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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자원공사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정승화 기관 설립일 1967.11.16

창업도약팀장 이형구 창업도약팀원 6명
소관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42-629-2505

소재지 (대전)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

사 업 개 요

특화기술분야 ①에너지·자원 ②기계·소재 ③정보·통신

혁신성장분야 ①스마트시티 ②신재생에너지 ③인공지능(AI)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테스트베드 연계 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액셀러레이팅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

고도화

KS-QFD아카데미 제품개선 아카데미 운영 ’21.06~‘21.08
TCB지원 기술신용평가 연계 기업진단 리포트 발급 ’21.06~‘21.12

IR 고도화지원 기업분석→Deck고도화→투자상담회 운영 ’21.04~‘22.06
시험·인증 지원 제품 성능분석 및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’21.04~‘22.06

대내외

협업

Tech Meet-up 기술사업화 전문가활용 투자 및 마케팅 지원 ’21.04~‘22.06
글로벌지원 해외시장진출 지원(싱가포르, 베트남) ’21.10~‘22.06
팀빌딩 지원 스타트업 팀역량강화 및 OKR 컨설팅 ’21.08~‘22.06
마켓맵분석 시장분석 및 제품(기업)브랜딩 컨설팅 ’21.08~‘22.06

인프라

활용
K-water매칭과제

K-water현장시설+전문가 매칭 테스트베드 연계 ’21.04~‘22.06
분야별 멘토매칭 창의혁신활동 공동 추진 ’21.04~‘22.06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그린뉴딜분야(물·에너지·환경) 및 스마트시티분야
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20억원 이상

◦(주요성과) (`19~`20) 매출 301억 고용 363명 투자유치 412억 R&D연계 236억

◦(네트워크) 대전지역 도약기 스타트업 지원 지역협의회 및 대덕특구 R&D기관

◦(활용기반) 물관련 110개 사업장, 10개 연구시설을 테스트베드로 공유

◦(연계사업) 테스트베드연계 성과공유제, 구매조건부 R&D사업, 해외협업사업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20개(표에는 5개까지만 기재)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1 나이스디앤비 기술신용평가 연계형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

2 한밭대학교 QFD를 활용한 제품개선 아카데미 운영

3 한국액셀러레이팅협회 유망 도약기스타트업 발굴 및 연계지원

4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마케팅 전략수립 및 브랜드 마케팅 지원

5 한국거래소 IPO 컨설팅 및 지원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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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한국탄소산업진흥원

회 사 개 요
총괄책임자 김태철 기관 설립일 2003.03.14

창업도약팀장 최우리 창업도약팀원  6명
소관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63-219-3678
소재지 (전북)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-11

사 업 개 요
특화기술분야 ①기계·소재 ②에너지·자원 ③정보·통신

혁신성장분야 ①신재생에너지 ②미래자동차 ③스마트제조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기업성장 전문가 매칭으로 중견기업과 도약기업간 네트워킹 및 

B2B비즈니스 지원 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고도화
Tech-Bridge BM BM고도화 및 피봇팅 지원 ’21.06~‘21.08

Tech-Bridge 

All-In-One 멘토
전담멘토 매칭하여 애로사항 해결 ’21.08~‘22.03

대내외협업

Tech-Bridge 

비즈니스 매칭 밋업

중견기업과 도약기업간 네트워킹을 

통한 비즈니스 발굴 
’21.06~‘21.12

Tech-Bridge 

Sales Promotion
기업 아이템에 맞는 B2B 마케팅 지원 ’21.10~‘21.12

Tech-Bridge 

CHINA 하이웨이

중국 대기업 바이어 매칭 및 현지 

투자유치 기회 제공
’21.09~‘21.12

인프라활용
JEC ASIA 2021 탄소복합소재 박람회 참가지원 ’21.11

Mash-Up 

Carbon
탄소융복합소재를 통한 시제품제작 ’21.07~‘21.11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기계·소재, 에너지·자원, 정보·통신
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25억원 확보

◦(주요성과) 최근 3년간 120개사 128억원 지원, 매출 1,942억 고용910명, 투자유치 115억원

◦(네트워크) 국내외 소재부품장비기관 클러스터 구축, 규제자유특구 산업단지 등    

기관 및 대·중·소기업 네트워크 구축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기관 수 :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및 17개(표에는 5개까지만 기재)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기업 간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발굴

2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기업 간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발굴

3 차이나링크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

4 벤처스퀘어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

5 크립톤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

주요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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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대학교

회 사 개 요

총괄책임자 전상경 기관 설립일 1939. 7. 1

창업도약팀장 구태용 창업도약팀원  7명

소관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표연락처 02-2220-2871

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

사 업 개 요

특화기술분야 ① 기계·소재 ② 전기·전자 ③ 정보·통신

혁신성장분야 ① 인공지능(AI) ② 지능형 로봇 ③ 드론

특화
프로그램

소개

◦ 프로그램 개요 : 도약기업의 신규 BM 개발 및 고도화, 시장검증, 판로개척, 투자유치를 위해 주관기관의 

특장점을 반영한 7개 특화프로그램 운영, 도약기업의 스케일업 지원

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(안)

BM

고도화
테크스타트업

스케일업

- 주관기관 혁신성장분야(AI, 로봇/드론) 기업 BM
검증 및 고도화 지원

- 기업 특화기술분야 맞춤형 IP전략 컨설팅
’21.06~‘21.12

대내외

협업

비즈니스
포트폴리오 스케일업

- 기업맞춤형 상품기획, 마케팅 전략 수립, 판로
개척 지원

’21.05~‘21.12

글로벌
액셀러레이팅

-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기업맞춤 1:1멘토링,
BM분석 및 해외시장진출 보고서 제공

’21.05~‘21.12

HY-Round Table 
Meeting

- 수요(주제)기반 선배기업, 동료기업 네트워킹 ’21.07~‘21.11

인프라

활용

스케일업 투자유치
- 대학기술지주, 투자컨소시엄 등 협력투자사 

1:1매칭 및 투자상담 진행, 참여기업 투자
’21.05~‘21.12

스케일업 클리닉
- 기업 특성, 수요를 반영한 3개 분야(기술지원, 

경영지원, 영업비밀보호) 컨설팅
’21.05~‘21.12

주요역량

◦(집중발굴분야) 기계·소재, 전기·전자, 정보·통신, AI, 지능형로봇, 드론

◦(투자재원) ’21년 투자재원 컨소시엄(20억원), 대학기술지주(82.9억원)

◦(주요성과) 최근 3년간(’18년~’20년) 271개 기업 발굴, 매출 1,134.9억원, 투자유치 276.6억, 고용 1,148명 

성과창출, TIPS운용사(대학기술지주), ’19~’20년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평가 최우수

◦(네트워크) 글로벌창업거점센터 및 글로벌스타트업 멘토단(미국, 중국, 베트남),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

네트워크(50개사 이상) 원스톱창업상담실 통한 교내·외 100여명의 창업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

컨소시엄
기관

◦ 컨소시엄 기관 수 : 19개

 

구분 컨소시엄기관 주요역할(기능)

1
한화투자증권, KT인베스트먼트
AIM인베스트먼트, 다담인베스트먼트

투자컨소시엄 구성, 분야별 우수 도약기업 투자 진행

2
성동구,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, 
한국로봇산업협회, 특허법인올림

혁신성장분야 기술협력, BM고도화 및 지역창업거점확대, 

3
현대백화점그룹, ERA

TRIBE ACCELERATOR, KIMC
도약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, 마케팅 전략, 시장진출 지원

4
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, 

서울창업허브, 스테이션니오
도약기업의 공간, 판로개척 등 후속 인프라 지원

5
한국거래소, 코스닥협회

한국투자증권, 한국상장회사협의회
성과우수 기업의 IPO 준비를 위한 상장촉진 컨설팅 지원

주요사진
 

Hanyang Univ. Commax Startup Town Huons Fablab


